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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GHP system with 45 

cast-in-place energy piles(CEP) for a commercial building. In order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a sustainable performance of the system, transie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over 1-year and 

20-year periods, respectively. The 1-year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of brine returning from the CEPs were 23.91℃ and 6.66℃, which were in 

a range of design target temperatures. In addition, after 20 years’ operation, these returning 

temperatures decreased to 21.24℃ and 3.68℃, and finally reached to stable state. Annual average 

extraction heat of cast-in-place energy piles was 94.3 MWh and injection heat was 65.7 MWh 

from the 20 years of simulation results. Finally, it is expected this GHP system can operate with 

average heating SPF of more than 3.45 for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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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히트펌  는 시스템 성능계수 [-]

 ：에 지 달량 [kWh] 는 [MWh]

 ： 일 순환수의 히트펌  입구 온도 [℃]

 ： 일 순환수의 히트펌  출구 온도 [℃]

 ：시간 별 건물 부하 [kWh]

 ：에 지 일의 열 달량 [kW]

 ：에 지 일 단 길이당 열 달량 [W/m]

 ：계간성능계수 [-]

 ：히트펌  소비 력 [kW]

하첨자

 ：냉방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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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arget building for this simulation.
(12)

1. 서  론 

지열 히트펌  시스템(geothermal heat pump sys-

tem)은 통상 지열 히트펌 (geothermal heat pump)

와 지 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 그리고 

련 부속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열 히트펌  시스

템의 열원(heat source, 난방)과 히트싱크(heat sink, 

냉방)인 땅(ground)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연  안정 인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여

름철 땅 속 온도는 외기 온도보다 낮고 반 로 겨

울에는 높기 때문에, 공기열원 히트펌 보다 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  때문에 

지열 시스템은 건물 부문의 냉․난방( 탕) 에 지 

소비를 일 수 있는 안으로 많은 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설치 사례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지열 히트펌  시스템은 다양한 형상과 용량의 지

열교환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직 

폐형 방식(vertical closed-loop type)을 주로 

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직 폐형의 기 투자비가 

수평형(horizontal closed-loop)이나 개방형(open 

type)보다 상 으로 큰 것이 단 이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최근 들어 유럽과 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건물 기 (building foundation)를 지

열교환기로 활용하기 한 기술 개발
(1-3)
에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다.

건물 기 는 건물 하 을 지지하기 해 지반에 

삽입한 인공 구조물을 의미한다. 기성 콘크리트 

일(PHC pile)․강  일(steel pile)․ 장 타설 콘

크리트 일(cast-in-place concrete pile)․기  슬

래 (foundation slab) 등이 범주에 속한다. 이때 

PHC 일이나 장 타설 콘크리트 일에 복수

(double) 는 다수의 U자 을 삽입하거나 는 W 

형상이나 코일(coil) 형상의 이 를 삽입하여 지

열교환기로 활용할 수 있다.
(4) 
이러한 에 지 일

은 형 건물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물 기

( 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 열교환기 설치비

를 감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수직 

폐형에 비해 지 열교환기 시공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반면 상 건물의 구조 안

성과 바닥 면  등을 고려하여 기  일을 설치하

기 때문에 지열 시스템 설계자가 에 지 일의 

치를 조 하는 것은 어렵다.

건물 기 를 지 열교환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1980년  반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
 Katsura et al.

(6)
은 다수의 에

지 일에 한 열 달 성능을 원통열원 모델(cy-

linder source model)을 용하여 분석한 후, 기존 

해석기법을 보완하 다. Wood et al.
(7)
은 21개의 에

지 일을 이용한 단독주택(72 m
2
)용 지열 히트펌

 시스템의 난방 성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난방 운   에 지 일 순환수와 지  온도 변화

를 측정하 으며, 아울러 에 지 일의 열 달 성

능과 시스템의 계간 난방성능(SPFh)을 분석하 다.

최근 에 지 일의 설계에 필요한 해석기법과 

련하여 다양한 연구들
(8, 9)
이 수행되었으며, 국내에서

도 에 지 일 이용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일

부 연구들
(10-12)

이 수행되었다. 표 으로 Sohn and 

Choi
(12)
는 상업용 건물에 용된 PHC 에 지 일 이

용 지열 히트펌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 다. 성능 

분석을 통해 PHC 에 지 일과 시스템의 장단기 

열 달 성능을 측하 다. 이 듯 국내에서는 PHC 

에 지 일과 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장 타설 에 지 일(cast-in-place energy pile, 

는 ‘에 지 일’)의 열 달 성능과 이를 용한 시

스템의 장단기 성능 분석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상업용 건물에 장 타설 

에 지 일과 지열 히트펌 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

정한 후, 동특성 시뮬 이션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서울의 2009년 외기 데이터

를 용하여 상 건물의 최  냉난방 부하와 시간

별 에 지 부하를 계산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에

지 일 순환수의 온도 변화와 에 지 일의 열

달 성능 그리고 시스템의 냉난방 COP 등을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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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ourly cooling and heating loads.
(12)

Fig. 3  System layout and enlargement of cast-in-place energy piles.

2. 시스템 설계  동특성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는 동특성 시뮬 이션에 필요한 입력 

변수  일부( 상 건물의 냉난방 부하와 히트펌  

성능 특성 등)를 선행연구
(12)
에서 차용하 다. 상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이며, 체 공조 

면 은 2,289 m
2
이다. 이  지열 히트펌  시스템이 

지상 1층(1,210 m
2
)의 냉난방을 감당한다. 지상 1층

은 사무실과 입주 상가로 이용되며, 나머지 지하층

과 지상 2, 3층은 기계실과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Fig. 2는 상 건물의 시간 별 에 지 부하를 도

시한 것이다. 부하 계산에 필요한 건물 각 부 (외

벽․내벽․바닥․지붕․창호 등)의 두께와 열 도

도 그리고 열 류율 등은 행 국내 건축법에 명기

된 값들을 용하 다. 한 환기량, 인체 발열량, 

기기와 조명 발열량 등은 기존 연구결과
(13)
에 제시

된 값들을 용하 다. 시스템 용량 선정에 필요한 

냉난방 설계 일(design day)은 8월 16일과 1월 23일

이었으며, 따라서 최 (peak) 부하는 각각 171.1 

kW(냉방)와 126.5 kW(난방)로 계산되었다. 아울러 

에 지부하는 54.1 MWh/y(냉방)와 133.1 MWh/y

(난방)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Fig. 3은 히트펌 를 포함한 체 시스템의 개략

도와 에 지 일의 사양을 도시한 것이다. 에 지

일을 용하기 해, 상 건물의 체 기  일 

 45개의 일을 선정하 다. 여기에 일당 4개의 

U자 (U-tube)을 삽입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에

지 일의 평균 깊이와 지름은 각각 20 m와 1.5 

m이며, 일 사이의 평균 간격은 5 m로 하 다. 아

울러 그림에서 보듯이 일 주변 토양은 3개의 토

양층(ground 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토양층에 한 열물성 값들을 시뮬 이션에 용하

다.

Fig. 4는 상 건물에 설치된 히트펌 의 성능 특

성을 나타낸 것이며, 시스템 성능 분석에도 이를 

용하 다. 히트펌  성능은 에 지 일 순환수의 

히트펌  유입 온도(EWT)에 따라 변하며, 식(1)에

서 식(4)와 같다. 



31현장 타설 에너지파일을 적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 예측

(a) Cooling performance

(b) Heating performance

Fig. 4  Cooling and heating performance of a 

heat pump unit used in this simulation.
(12)

Parameters Specifications

Building

 Conditioned area[m
2
] 1,210

 Peak cooling load[kW] 171.1

 Peak heating load[kW] 126.5

Heat pump

 Total unit capacity[kW] 171.2

 Heat pump cooling COP[-] 4.54

 Heat pump heating COP[-] 3.67

 Design EWT
*
 for cooling, 

 source side[℃]
30.0

 Design EWT
*
 for heating,

 source side[℃]
5.0

 Design LWT
**
 for cooling,

 load side[℃]
7

 Design LWT
**
 for heating, 

 load side[℃]
45

Cast-in-place energy pile

 Configuration
4 U-tubes
in a pile

 Pile number/diameter[m] 45/1.5

 Pile depth[m] 20

 Pipe outer and inner 
diameter[mm]

33.4/27.3

Ground characteristics, mean values

 Thermal conductivity[W/mK] 2.02

 Thermal diffusivity[m
2
/s] 8.1×10

-7

 Volumetric heat capacity 
[kJ/m3K]

2,497

*
  Entering Water Temperature to heat pumps.
**
 Leaving Water Temperature from heat 
pumps.

Table 1  Design parameters and specifications

    
 (1)

    
 (2)

    
 (3)

    
 (4)

시스템 시뮬 이션은 TRNSYS의 수직형 지 열

교환기 해석 모듈(duct storage model, DST)을 수

정한 TRNVDSTP 모델
(14)
을 이용하 다. 기존 DST 

모델은 토양층의 평균 열물성만을 고려한다. 반면, 본 

모델은 에 지 일 주변의 각각의 토양층에 한 

열물성과 지하수 유동까지 고려한다. 아울러 지하

층의 수평배 에 의한 열손실 등을 감안한 후, 외재

 유한차분법(explicit FDM)을 용하여 순환수와 

지  토양 사이의 열 달량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에 지 일의 열 달량과 히트펌 의 성능 특성을 

조합하여 에 지 일 순환수의 히트펌  입구 온도

(EWT)와 출구 온도(LWT) 그리고 히트펌 의 소

비 력(W) 등을 계산한다.

Table 1은 시스템 설계와 시뮬 이션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표 인 값들을 정리한 것이다. 

장 타설 에 지 일의 직경․길이․개수․간격 등

의 조건과 일 주변 3개 토양층의 열 도도(1.2, 

1.5, 3.1 W/mK)와 지하수 흐름(1.16×10
-6
 m/s) 등의 

지반 조건 그리고 히트펌 의 냉난방 성능 특성 등

을 입력 변수로 하 다. 한 각각의 에 지 일 출

구부터 히트펌 까지 연결된 수평 배 의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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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WT and LWT variation of geother-

mal heat pump system using cast-in- 

place energy piles during 1st year.

(a) Heating days：Jan. 1∼Mar. 1

(b) Cooling days：Jun. 30∼Sep. 2

Fig. 6  Simulated variation of EWT and LWT in typical heating and cooling seasons.

약 3,000 m를 용하 다. 이상에서 언 한 각종 입

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 지 일 순환수의 온도 

변화와 에 지 일 지  열교환기의 열 달 성능 그

리고 히트펌 의 성능과 에 지 소비량 등을 분석

하 다. 이때 분석기간을 단기(1년)와 장기(20년)로 

구분하 다.

3. 결과  고찰

3.1 단기(1년) 성능 분석

Fig. 5는 단기간(1년)에 걸친 에 지 일 순환수

의 히트펌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에 지 일 순환수의 히트펌  입․출구 온

도는 상 건물의 시간 별 냉난방 부하에 따라 변

할 터이며, 이는 Fig.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난

방  최  EWT는 6.66℃이고, 냉방  최고 EWT

는 23.91℃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시스템 설

계 EWT인 5℃와 30℃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최  LWT와 최고 LWT는 각각 4.82℃

와 30.80℃이었다 

Fig. 6은 앞선 Fig. 5의 결과를 부하가 집 으

로 걸리는 1, 2월(난방, 60일)과 7, 8월(냉방, 65일)

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건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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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Heat extraction or injection of cast- 

in-place energy piles during 1st year.

 

     (a) Heating days：Jan. 1∼Mar. 1                 (b) Cooling days：Jun. 30∼Sep. 2

Fig. 8  Heat pump COP, heat supplied or removed to/from building, and power consumption.

성을 고려하여 오  8시부터 오후 10시(14시간)까

지 시스템이 가동(간헐 운  는 on-off 운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Fig. 6(a)에서 보듯이, 

시스템 가동 여부에 따라 EWT는 감소와 회복 과

정을 반복하 다. 한 1월과 3월 결과를 비교했을 

때, 난방부하가 상 으로 큰 1월의 온도 변화폭이 

3월보다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별 최  EWT는 감소하 으며, 이는 시스템 가동 

시간(14시간)을 정지 시간(10시간)보다 길게 설정하

기 때문이다. 즉, 열원인 지 온도의 감소율이 정

지 시 회복률보다 큰 것으로 단된다. 만약 시스템

이 24시간 연속 운 될 경우, EWT의 감소율은 14

시간 운  때보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설

계 시, 에 지 일의 열 달 성능과 함께 열원의 회

복 능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6(b)에서 시스템 운  시간과 냉방 에 지부

하 변동에 따른 에 지 일 순환수의 온도 변화 그

리고 월별 부하의 상  크기에 따른 온도 변화 

경향은 앞선 난방 경향과 유사하 다. 한 7월에서 

8월로 냉방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일별 최고 EWT

도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은 에 지 일의 열 달 특성을 나타낸 것

이다. 상 건물의 부하 변동에 따라 에 지 일의 

열 달 특성 역시 변하 다. 본 시뮬 이션에 용

된 에 지 일의 최  열 추출량(난방)과 방출량

(냉방)은 각각 74.8 kW와 211.8 kW로 계산되었다. 

이때 에 지 일의 단  길이당 최  열 추출량은 

83.3 W/m 그리고 최  방출량은 236.4 W/m이었다.

Fig. 8은 지열 히트펌 의 냉․난방 COP와 히트

펌 의 소비 력 변화에 하여 체 시뮬 이션 

결과  1, 2월과 7, 8월 결과만 선택하여 도시한 것

이다. 체 으로 상 건물의 냉난방 부하 변동에 

따라 히트펌 의 소비 력과 공조 공간으로 공  

는 공조 공간에서 제거하는 에 지량()이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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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WT and LWT variation of geother-

mal heat pump system using cast- 

in-place energy piles during 20th year.

(a) EWT and LWT during 50 years

(b) Monthly maximum and minimum LWT

Fig. 10  Long-term simulation results of EWT 

and LWT variation.

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냉․난방 COP는 각각 

5.13과 3.77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냉․난방 운  

시 히트펌 의 평균 소비 력은 각각 22.64 kW(냉

방)와 16.48 kW(난방)이었다. 아울러 냉방 시 평균 

115.09 kW의 부하를 건물에서 제거하며, 난방 시에

는 평균 62.12 kW의 에 지를 건물에 공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3.2 장기(20년) 성능 분석

Fig. 9는 20년이 되는 해의 온도 변화를 도시한 것

이다. 체 인 변화 경향은 앞선 1년 동안의 계산 

결과(Fig. 5)와 유사하 으며, 최고․최  EWT 출

 시 도 동일하 다. 다만 시스템이 장기간 운 됨

에 따라 최  EWT는 6.66℃(1년)에서 3.68℃(20년)

까지 감소하 으며, 이 때문에 최고 EWT도 23.91℃  

(1년)에서 21.24℃(20년)까지 감소하 다. 본 상 건

물의 상 냉난방 에 지 사용량 차이 때문에 이와 같

은 결과가 측된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앞서도 

기술하 듯이, 열원인 지 온도의 회복 능력이 부

하 불균형에 따른 지 온도 감소율보다 작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Fig. 10은 장기간에 걸친 EWT와 LWT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a)는 연도별 최고․최  EWT

와 LWT 변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20년 이후에

는 모든 온도가 거의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월별 최고․최  LWT 변화를 도시한 Fig. 

10(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0년을 후로 감

소율이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최  EWT

는 1년에서 10년까지 -39.5% 감소(6.66℃에서 4.03℃)

한 반면, 이후 50년까지는 -9.7%(4.03℃에서 3.64℃) 

감소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한 최고 EWT는 처

음 10년 동안 -9.9%(23.91℃에서 21.54℃) 감소하며 

이후 -2.4%(21.54℃에서 21.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5년까지는 최  EWT가 설계 온

도(5℃) 범 를 거의 만족(4.53℃)하지만, 이후 차 

감소하여 범 를 벗어나는 것으로 측되었다. 하

지만 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향은 거의 미

미한 것으로 단된다. 

Fig. 11은 20년 동안의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

로 지 열교환기의 열 달 성능과 시스템의 계간성

능계수(SPF) 등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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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nthly average energy transfer and 

SPF variation from 20 years of 

simulation results.

Table 2  Simulation results of cast-in-place energy pile system during 20 years

Categories 1st year 20th year During 20 years, mean

Maximum heat injection(cooling) or
extraction(heating) rate, W/m

cooling 236.4 231.1 235.8

heating 83.3 78.8 82.7

Annual injected or extracted
energy, kWh/m․year

cooling 73.2 72.8 73.2

heating 107.1 103.9 105.3

Annual EWT-LWT(cooling) or 
LWT-EWT(heating), ℃

cooling 6.89 6.77 6.83

heating 1.84 1.68 1.76

Injected over extracted energy ratio, % 69.8 69.2 69.3

Seasonal performance factor(SPF) of 
the system

cooling 4.71 4.76 4.72

heating 3.64 3.42 3.45

Average annual power consumption, kWh/year 48,808 50,689 50,250

1월 결과를 보면, 부하(34.60 MWh)를 감당하기 

해 24.11 MWh의 에 지를 지 에서 추출하고 이때 

10.49 MWh의 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8월에는 30.43 MWh의 에 지를 지 으로 방

출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체 으로 본 시스템은 

상 건물의 난방 부하(133.1 MWh)를 해 20년 동

안 평균 94.3 MWh의 에 지를 지 에서 추출하며, 

이때 38.7 MWh의 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한 냉방 기간(54.1 MWh)  총 65.7 MWh

의 에 지를 지 으로 방출하며, 11.5 MWh의 력

을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선 Fig. 11이 20년 동안의 결과를 월 평균 값으

로 정리한 것이라면, Table 2는 20년 평균값들을 정

리한 것이다. 표 으로, 본 시스템에 용된 에

지 일의 단  길이당 최  열 추출량은 82.7 W/m 

그리고 최  방출량은 235.8 W/m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아울러 체 시스템의 냉․난방 계간성능계

수(SPF)는 각각 4.72와 3.45인 것으로 측되었다. 

여기서 계간성능계수는 히트펌 와 순환펌 의 소

비 력을 모두 고려한 평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건물에 장 타설 에 지

일과 지열 히트펌 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한 

후, 동특성 시뮬 이션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분

석하 다. 상 건물의 최  냉난방 부하와 시간

별 에 지 부하 그리고 각종 지  열물성 데이터를 

용하여 에 지 일 순환수의 온도 변화와 에 지

일의 열 달 성능 그리고 시스템의 냉난방 성능 

등을 측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상 건물의 냉난방 에 지부하량 차이 때문

에, 최  EWT와 최고 EW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 다.

(2) 장기간(20년) 시뮬 이션 결과에서 장 타설 

에 지 일의 단  길이당 최  열 추출량은 82.7 

W/m 그리고 최  방출량은 235.8 W/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상 건물의 난방 에 지부하(133.1 MWh)를 

감당하기 해 20년 동안 평균 94.3 MWh의 에 지

를 지 에서 추출하며, 냉방 에 지부하(54.1 MWh)

를 감당하기 해 65.7 MWh의 에 지를 지 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시스템의 20년 평균 냉․난방 계간성능계수는 

각각 4.72와 3.45인 것으로 측되었다.

(5) 장 타설 에 지 일의 열 달 성능이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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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하와 시스템 운  시간에 따른 순환수의 온도 

변화 등은 에 지 일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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